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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프랑스어 문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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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미 70여년 전에 F. Brunot는 문법의 목적은 품사를 명명하고 정의하는 것일뿐， 문법

그 자체가 학습자로 하여금 언어를 «소유하게 하지는 않는다»， 즉， 언어의 실제적인 사용

에 이르게 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은 언어교육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며 그 필요성， 유용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불러 일으켜 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의 프랑스어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문법교육이 필수적이며， 그것

은 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시하는 형태이어야 함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우리의 생각을 전개시키고자 한다. 우선 제

n 절에서는 외국어 교육에서 문법교육에 대해 제기된 문제론을 살펴보고， 우리의 현실에

서는 명시적인 프랑스어 문법교육이 필요하며 문법교육 형태는 교육적 문법 개념에 기반

을 둔 문법교육이어야 함을 논한다. 제 m절에서는， 멀티미디어의 정의와 아울러 그것의

특징적인 속성을 제시함으로써， 멀티미디어가 언어교육， 나아가 문법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성을 살펴 본다. 제 W절에 서는 교육현장에서 문법을 제시하게 위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방법을 소개하고， 상용 언어학습 프로그램에서 문법이 어떻게 다루

어져 왔는지를 검토한 후， 멀티미디어를 문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간단한

예를 통해 제시한다.

n. 문법교육의 필요성

1. 문법교육의 문제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널리 유행되었던 직접교수법이래 청화교수법과 시청각 교수법을

거쳐 최근 이른바 의사소통 접근법이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여러 경향뜰에 이르기까지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사벙대학 발전기금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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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교육에서 문법은 그 옛날 전통교수법에서 차지했던 중심적 위치에서 밀려나 외국

어교육의 주변적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문법교육 그 자체만을 놓고 볼 때， 문법

은 그 어느 교수법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고， 단지 문법적 메타 언어만이 생략된 채，

어떤 교수법에서는 언어교수/학습의 사실상의 중심적 절차로， 어떤 교수법에서는 의사소

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따라서， 여러 교수법들의 발

달과 함께 생긴 문법 교육에 대한 중요한 인식의 변화는 문법적 메타언어를 직접 언급하

는 명시적 문법으로부터 귀납적 절차에 의한 암시적 문법으로 변화일 뿐이다. Galisson

(969)의 용어를 빌어 ’명시적 문법의 가치상실’이라고 특정지울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은，

취학 연령 이전의 아이들이나 외국 이주민들이 이론적 규칙을 모르고도 언어를 잘 사용한

다는 사실， 따라서 명 시 적 문법 이 언어 습득에 필수 불가결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제 2언어 습득과 관련된 여러 이론에 대한 비평적 고찰을 제시하

고 있는 Mitchell & Myles(998)가 인용한 외국인 이주민들의 언어습득 과정에 대한 다양

한 사례연구는， 언어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이주민들이 자연 상태에서 대상언어에 통합되

어 가는 과정을 장， 단기에 걸친 관찰을 통해 보여 줌으로써 언어교육 그 자체의 불필요

성-하물며 여기서 명시적 문법이라는 개념은 전혀 개입할 여지도 없다 -을 잘 입증하

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언어교육에서 문법적 설명의 불펼요성을 주장하는 논의들은 대부

분 이와 유사한 예들에 의거하여 심지어 외국어 학습시에 문법적 지식은 오히려 외국어

유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한다.

언어 사용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 문법적 메타 언어는 불필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특

히， 구어가 문제일 때는 더욱 그렇다. 대화 상대방을 앞에 두고 자신이 발화하는 외국어

언술의 문법적 구성을 하나 하나 분석해가며 이야기하거나， 이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의 언술을 들으면서 그 언술의 구성요소를 문법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제 2언어를 습득한 이주민들의 경우 대부분 자신

의 직업적 필요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그저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만 습득하는

데 그치게 되고， 언어교육을 받는 경우도 형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즉 문법이 없는 언

어교육을 받은 학습자들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게 됨을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

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어를 배우러 오는 학습자들은 전혀 문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단기간 내에 쉽게 프랑스어로 의사소통을 하기에 이르게 됨에 반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나 일본 학생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이는 언어 간에 존재하는 표현 구조의 차이， 학습자들이 그 제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

게 되는 문법적 형태소들의 차이와 같은 언어적 차이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현구조의 차이는， 우리가 어떤 프랑스어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자연스러운 우리말이

되려면 프랑스어 문장을 가장 뒤에 위치한 요소로부터 번역을 해야 하는 경우 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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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문법적 형태소 사용의 어려웅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프랑스어로 말하게 될 때 가장 잘

드러난다. 표현구조의 차이， 문법적 형태소의 차이는 결국 언어 유형학적인 관점에서의 차

이로 귀결되며， 유형학적인 분류 상에서 서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문법이 없는 교육은 학

습자들을 당혹하게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이유는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아주 생산적일 수 있는 형태에 대한 학습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언어교육에서 문법 교육의 필요성의 문제는， 학습자 집단의 모국어의 외국어와의 차이

정도， 학습자들이 어떤 한 외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에서 혹은 동시에 배우는 다른 외국어

에서의 문법교육의 유무， 학습자들의 지적 성숙도 등과 같은 학습자 요인과 어떤 외국어

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관련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들에 비추어 볼 때， 프랑스어를 배우는 우리의 고

등학교 학생들에게 있어 문법교육， 그것도 명시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볍교육은

펼요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2. 명시적 문법의 필요성

그러면 왜 명시적 문법이 필요한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 외국어 교수/

학습에서 문법 학습의 필요성에 관한 여러 프랑스어 교수법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우리의 프랑스어 교수/학습 현실에서 명시적 문법 절차에 의거한 프랑스어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Job(989)은 언어학습에서 문법 학습의 필요성을 음악과의 비유를 통해 설득력 있게 주

장하고 있다: 음악에서 음색 (tonalite)은 그 고유의 음계를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음계을

알아야 곡을 연주하거나 작곡할 수 있다. 외국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모국어라는 음색과

다른 새로운 음색으로 연주하는 것과 같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음계， 즉， 새로운 문법

체계를 아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새로운 음계를 모르는 채 무작정 연습을 한다면， 자연스

러운 연주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법을 배제시킨 외국어

학습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된다. Job의 이러한 주장이，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문법은

언어를 배우는데 있어 지름길일 수 있다》는 Lamy0989:19)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문법없

는 외국어 학습의 비경제성에 관한 지적이라면. Scarcella & Oxford(1992)는 문볍없이 배

운 학습자의 언어 사용상의 불완전성과 빈곤성 위험을 지적한다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문법 없이는 제한된 수의 상황에서만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문법 없이 배운 외국어는 불완

전하고 아주 간략화된 단어문， 혹은 어린아이 말， 사비르말(sabir)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1)

1) Germain & Seguin(l995:14 l)에서 재 인용. [ef. Scarcella & Oxford (1 992)는 Scarcella , R. C. & R. 1.

Oxford (1992) The Tapestry of Language Learning, Boston, Heinle & Heinle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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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 본 언어 학습에서 문법 학습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결국 외국어 학습

시간의 절약과 표현의 풍요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언어사용을 보다 생산적이게 할 수 있

는 문법 학습에 의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자기 나라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 그 중에서도 학교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외국어를 학습하는 시간은， 모국어를 배우는 어린아이들이나 외국에 이주하여

그 나라말을 배우는 이주자들이 모국어나 외국어와 접촉하는 시간과 비교할 때，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 교육 상황은 모국어 습득 상황이

나， 이주자들의 외국어 습득상황과는 그 대상， 학습 여건， 언어적 환경이 상이하므로 프랑

스어 교수/학습에서 문법이 완전히 배제된 교육은 사실상 생각하기 힘들다.

우선 학습 대상자의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우리 학습자들은 이미

비논리적이거나 비체계적인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이다. 이들은 대부분 지식을 개념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성향

이 있기 때문에 불변의 법칙과도 같은 일관된 체계가 그들에게 제시된다고 여겨질 때에야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며 학습에 긍정적으로 임하게 된다 2) 따라서 체계화되지 않은 것처

럼 보이는 언어 자료 앞에서 학습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단순히 명시적 문법과 암시적 문법 간의 차이로 보이는 이 절차상의

차이가 학습자에게는 경우에 따라서는 학습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암시적

문법의 경우， 많은 경우-특히 초보학습자들의 경우는 더욱 - 학습자들이 성찰을 통해

스스로 세워본 언어적 규칙성이 과연 맞는 것인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의구

심은 일련의 학습과정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학습 결과의 불확실성이라는 단점이외에도，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 환경， 그 가운데서도 시간적， 공간적인 여건은 암시적 문법 절차에의 의

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우선 프랑스어에 할애되는 시간이 적음으로써 암시적

문법에 필수 요건인 데이터의 체계적인 제시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 결과 학습자들은 충

분한 프랑스어 데이터에 노출될 수 없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방식의 수업

이 이루어진다면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과 과정의 극히 일부만을 학습하게 될 수 밖에 없

을 것이다.

모국어를 배우는 어린아이나， 외국 이주민의 경우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환경 속에 있

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언제라도 자신이 배우는 언어를 접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우

리의 고등학교 프랑스어 학습자들은 프랑스어 수업 이외에는 프랑스어를 접할 기회가 전

2) Lamy(l989:19)의 다음 지적은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논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볍이 필요하며， 문법은 학생들을 안심시키고， 습득한 것을 안정적이게 하며，

특히 문법은 언어를 배우는례 있어 지름길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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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없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의 활용，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언어적 상황을 고려할

때， 프랑스어 교수/학습시 프랑스어 언술들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적인 이해보다는 학습자

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분석력， 응용력에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규칙체계를 명시적으로 제

시함으로써 학습내용의 동화를 용이하게 하고， 프랑스어 학습의 효과를 지속적이고 생산

적이게 할 펼요가 있다.

3. 문법의 선택

명시적 문법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이와 같이 정당화되고 필연적인 이상 이제 살펴보

아야 할 문제는 어떤 문법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학교 교육을 통해 이른바 학

교 문법 혹은 전통문법에 익숙해 있거나， 언어학의 관점에서 언어를 기술/설명하는데 익

숙해 있는 사람즐에게 있어서 이 질푼은 의미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언어교

육의 문제를 개입시키지 않은 채， Besse &Porquier(l984)가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

법을 화자의 내재화된 언어지식으로 정의한다면， 한 언어의 문법이란 그 언어 화자 모두

의 머리 속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단일하고 균일한 심려적 실체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여기서 어떤 문법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내재화된 언어지식을 교수/

학습에서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어 교육을 받으면서 문법이라는 말에 여러 수식어가 붙은 경우를 듣

고 보아 왔다. 예를 틀어， 학교문법， 전통문법， Wagner & Pinchon의 문법， Larousse 문법，

구조문법， 생성문법 등이 그것이다. 이들 문법 각각이 서로 다른 실체를 다루고 있는가?

분명 그렇지 않다. 이들 문법이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실체는 바로 언어화자의 내재화된

지식이라는 단일한 실제이며，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들 문법은 대상의 통일성이라

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와 같이 여러 수식어가 붙은 이들 문법들 간의 차이는 내재화된

언어지식을 그 전체 속에서 가능한 한 총망라해서 기술하고자 함으로써 생기게 된 문법

기술 관점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이들 여러 문법이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표방하는

것은 언어 화자의 내재화된 문법을 가능한 한 완전하고 칠저하게 특정짓겠다는 것이고，

어먼 한 관점의 채택은 근본적으로 문법 기술자가 그 관점을 통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규정지울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

는 점은， 교수/학습의 영역 밖에서 기술의 완전성， 철저성을 그 기본 속성으로 하여 이루

어진 이들 기술 문법은 문법의 교수/학습에 그대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이다.

교수/학습은 그 대상에 대한 조직적， 체계적， 점진적 접근을 통해 대상을 기존의 지식

학문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에 통합하는 과정이다. 외국어 교수/학습의 경우는 특히， 시

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보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법의 교수/학습 또한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선택은 Genn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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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uin0995:86)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들며 ‘교육적 문법’이라고 부른 문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a) 학습 주체를 고려하면서 문법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 개인상호간의 구체적인 상황과 언어의 실제적인 사용을 고려한다.

(c) 이론적 모텔에 따라서가 아니라 목표대중에 따라 내용이 선별되며， 목표어의 철저한

기술을 하는 것은 목표가 아니다.

(d) 유용성(j ' uti1ite )， 빈도(Ia frequence) , 친밀성 (farnili따ite)， 출발어와 목표어 사이의 대

비도(Ie degre de contraste) 기준에 의거한다.

(e) 언어가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여줄 목적으로， 음운론， 통사론， 화용론， 의미론

등의 여러 구성요소들과 관련된 확인된 사실들을 결합시키는데 사용된다.

(f) 필연적으로 지시적이며， 가장 잘 된 경우에 설명적이다

(g) 표면적으로 가장 드러나는 속성， 각 목표언어에 고유한 속성을 강조한다.

4 요약

요컨대， 언어교육에서 문법교육의 불필요성과 비유용성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 모든 교수/학습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휠 수는 없는 것으로 보

인다. 언어교육에서 문법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학습자， 학습자의 모국어， 외국어에 대한

사회의 인식 등과 같은 여러가지 요인들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우리의 사회현실과 학교

교육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고등학교에서의 프랑스어 교육은 명시적 문법 교육을

필요로 하며， 명시적 문법 교육에서 언급되어야 할 문법은 문법에 대한 과학적 기술， 철저

한 기술을 목적으로 재현된 문법이 아니라 학습의 구성주의 관점을 뒷받침하며 언어의

실제적인 사용을 염두에 둔 교육적 문법이어야 한다.

m. 왜 멀티미디어인가?

문법교육과 멀티미디어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가? 얼핏 보기에 언어교육에서 문법교

육， 그것도 메타언어를 사용는 명시적 문법교육은 교수/학습 양태가 비상호작용적， 일방적

일 가능성 때문에 그 본질상 멀티미디어와 관련이 없는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멀티미디어를 문법교육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무미건조하고 비상호작

용적이라고 여겨지는 명시적 문법교육을 재미있고 상호작용적인 교육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가능성을 멀티미디어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다. 문법과 멀티미디어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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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에 관해 논하기에 앞서 먼저 멀티미디어의 정의와 특성， 장점을 살펴보자.

1. 멀티미디어의 정의와 속성

멀티미디어란， 텍스트， 소리， 고정된 혹은 움직이는 이미지， 영상이 결합된 종합적 매체

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자료란 이와 같은 종합적 매체가 사용되어 만들어

진 자료를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멀티미디어에 관한 여러 논문들에서 ‘멀티미디어를 이

용한 ... ’ 이라고 말할 때 멀티미디어는 이와 같은 종합적 매체가 사용되어 작성된 cd-rom

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멀티미디어 주요 속성은 무엇인가? 멀티미디어의 속성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는

멀티미디어가 지금까지의 행해져 왔던 언어교육에 어떠한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가를 예측해 볼 수 있고， 언어교육에서 그것의 활용양식 나아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인 문

법교육에 어떻게 활용 · 제시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Lancien(l998:20-32)의

논의를 중심으로 멀티미디어의 주요 속성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l) 문서간 연계성(hypertextualite)

‘문서간 연계성’이란 ‘문서간 연결(hypertexte)’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문서간 연결’이란， 화면에 게시된 문서상의 한 단어나 표현을 마우스로 누르거나， 혹

은 문서 이동 아이콘을 눌러 그 단어나 표현 혹은 현재 게시되어있는 문서와 관련된 사항

을 담고 있는 다른 문서를 화면에 불러오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

할 때 도움말을 화변에 불러오면 처음에는 목차만 나와있고 목차의 각 항목을 누르면 그

항목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문서간 연결’를 활용한

전형적인 예이다. 언어교육에서 ‘문서간 연결’은， 예를 들어， 어떤 대화상황을 제시하는 화

면에서 이 대화에 사용된 어휘에 대한 설명， 문법 사항， 문화 요소 등을 연계문서로 정해

놓고 필요한 경우에 순간적으로 이 문서들을 참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2) 통로의 다양성 (multicanalite)

‘통로의 다양성’이란 하나의 매체에 이미지， 소리， 텍스트 등 여러 의사소통 통로가 공

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속성은 물론 멀티미디어에만 고유한 속성은 아니고， 영

화， 텔레비션， 비디오도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는 사용자의 선택

에 따라 이미지， 소리， 텍스트 각각이 서로 분리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서 다른 매체들과 다르다.

(3) 참조적 다양성 (multireferentialite)

‘문서간 연결성’ 이 하나의 문서와 다른 문서들 간의 연계의 측면， 즉 연결 양식 관점에

서의 멀티미디어의 속성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참조적 다양성’은 연결 내용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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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의 속성을 지적하는t것으로， 어떤 한 정해진 주제로부터 출발해서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들의 다양화를 기할，수 있다는 점을 중시한다.

(4) 상호작용성 (interactivite)

여기서 ‘상호작용성’ 이란 기술적인 상호작용성(l' interactivite technologique)을 말하는

것으로， 기술적인 상호작용성은 인간의 개입에 대한 반응으로 다양화된 응답을 할 수 있

는 장치라는 개념을 함축한다. 따라서， 어떤 한 프로그램을 마주 대하고 있는 사용자가 선

택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해 프로그램이 반응하는 바와 같은 속성을 말한다. ‘상호작용성’

의 한 예를 틀어 보면， 평가시 어떤 한 문항에 대해 학습자가 답을 입력하면 그 답이 맞

았는지 틀렸는지를 컴퓨터가 게시하고， 잘못된 답을 내렸을 때는 그것이 왜 틀렀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는 양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성은 다른 매체에서는 불가능한 멀티

미디어만의 최대의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의 이러한 상호작용성으로 인해

학습자나 교육자는 멀티미디어 언어교수/학습 자료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하여

능동적 인 교수/학습을 행할 수 있다.

2. 멀티미디어 자료의 장점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제작된 자료를 멀티미디어 자료(les documents multimedias)라

고 부를 수 있는데， 멀티미디어 자료는 상기에서 살펴본 멀티미디어가 지니는 주요 속성，

그 중에서도 그것의 가장 뛰어난 특징 인 상호작용적 참조 양식 (mode de consultation

interactive)을 내포함으로써 언어교육에 있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그 어느 누

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매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언어교육에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

용할 때의 장점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자.

멀티미디어 자료는 무엇보다도 학습자를 사실적인 문맥 속에 젖게 함으로써 총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텍스트 소리 이미지 영상의 결합으로 학습

자는 언어를 배움에 있어 단순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언어의 원어민 화자들의 말하는 방식， 그렇게 말하는 이유 발화의도까지도 이해하는 학습

을 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자료는 비디오 자료와 다르지 않지만， 멀티미

디어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선택적 학습이 가능하고 상

호작용이 가능하므로 학습자가 시간의 낭비없이 그리고 자신의 현 학습 정도를 정확히

확인해가며 학습을 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멀티미디어 자료는 사진 이미지 팝플렛 슬라이드 비디오， 오디오와 같은 전통적인 정

보 보급 도구들과 비교하여 제시가 용이하고， 또한 사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즉，

멀티미디어 자료의 화면은 모든 계층의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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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반응을 예측하여 제작되므로 사용이 용이하고， 한 화면에 모든 것이 처리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제시 수단으로서도 유익하다.

멀티미디어 자료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통해 제시되므로 언어 학습자플은 수업이 끝난

후 컴퓨터로 자신이 배운 학습 자료를 다시 돌이켜 볼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자

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부분만을 선택하여 반복 학습을 행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자료는 내용제시， 학습과정， 평가 양식 등 모든 측면에서 놀이적 양상을 띠

고 있어 학습자의 호기심과 홍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3. 선택이유

멀티미디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장점들로 인하여， 우리는 외국어교육， 그 중에서도 현재

침체를 겪고 있는 제 2외국어 교육에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제시도구로

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거기서 본다.

학습자의 학습동기란 사실상 외국어 학습의 성패를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다. 제

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어교육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필요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여

받는 교육이므로 학습동기의 문제는 거의 없다. 이들에게는 자발적인 동기가 있기 때문에

교육자는 이들의 동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게만 한다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와는 달리， 제도적인 이유로 학교체제 안에서 외국어를 배우게 되는 중 · 고등학교 학생들

에게는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학습동기란 사실상 거의 없다3)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4)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우선 유발시키고， 이어 지속시키는 것이 제도권 내에서의 외

국어 교육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소리와 이미지 동영상이 결합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진행되는 외국어 교육은 책과 카세트에만 의지하고 있는 현재

의 수업보다는 분명히 학생들에게는 홍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다. 지금까

지 이러한 수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카세트 비디오 기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교수자료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설령， 경우

에 따라 필요한 비디오 자료를 구했다 하더라도 교과서의 어느 한 과의 내용에 대한 짧은

보조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비디오를 작동시킨다는 것 자체가 교사에게는 번거로운 일이

다. 더구나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교사 스스로 어떤 형태의 비디오 자료를 재구성한다

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멀티미디어와 함께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

었다는 점이 바로 멀티미디어를 외국어 교육에서 선택해야 하는 이유이다. 멀티미디어 자

3) 이 점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과목이건 마찬가지일 것이다. 제 2외국어 과목의 경우는 특히 사회적 인식

에 민강한 과목이므로 학습동기도 그만큼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4) 제도권 내에서의 외국어교육과 제도권 밖에서의 외국어교육 간의 차이에 관해서는 검경랑(1998 ) ，

Oalisson (1 998 )에 대비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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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제작은 컴퓨터를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가 쉽게 시도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용이성

때문에 교사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자신이 하는 수업을 멀티미디어화 함으로써 학

생들의 주의를 끌 수 있다.

이와 같이 멀티미디어는 제도권 내 외국어 교육 상황에서 하나의 탈출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인 것으로 여겨진다. 통신 수단의 눈부신 발전， 컴퓨터의 보급， 인터넷망

의 확산， 음성과 영상 기자재 기술의 발전이 전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교사

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언제나 새롭고， 참신한 수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있다.

멀티미디어는 그것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목소리의 다양성， 상황의 다양성， 자료의 풍부성

과 사실성， 그 상호작용성 등으로 인해 책과 교사가 할 수 없었던 많은 것을 교실에서 할

수 있게 해준다.

N. 문법교육에의 활용

1.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문법제시 사례 검토

(l) 파워포인트의 활용예

그러면 멀티미디어를 문법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를 살펴 보자.

이 문제는 다시 말하자면 문법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종래의 수업에서

문법은 교사가 교과서에 도표 형식으로 제시된 것 (동사의 활용이나， 관사， 명사의 성 · 수

규칙 등)을 칠판에 옮겨 적으며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최근 들어 중 · 고등학교 교실에도

멀티미디어화 바람이 불면서 교실에 컴퓨터와 TV 모니터가 보급되어 멀티미디어 자료의

활용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워포인트가

학교에 공급되어 과목마다 교과서 내용 및 관련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제작하여 제시하는

수업이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한 예로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사들이 수

업현장에서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문법을 제시한 경우를 보자. 물론 이들의 목표는 문법

만을 가르치기 위해 파워포인트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교과서의 특정 한 과 전부를 파워

포인트로 재구성한 것인데， 그 중 우리의 관심사인 문법 부분만을 살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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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파워포인트의 활용(l)

(그림 1)

=?

=수

(그림 2)

(그림 5)

=수

(그림 3)

(그림 6)

二;

〈예시 2> 파워포인트 활용예 (2)

동사의 활용

Yellir(+ loJ: ‘ 야ι~UJ나 )

j .e 갱ens

iu :¥icJ1s
n 아 yi!찌11:

J1QU S yenQns
Y1lUS yen앓

Us

(그림 7) (그림 8) (그림 9)

〈예시 1>과 <예시 2>는 모두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화면에 재현하고 거기

에 교사가 나름대로 그림을 삽입한 것인데，<예시 1>에서는 교사가 금자판의 스페이스바른

누를 때마다， 게시되는 내용이 화변에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게 하고， 하나의 요소가 화면

에 제시될 때마다 어떤 소리를 첨가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주의를 끄는 방식으로 구성된 것

으로 파워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그대로 활용한 예이다. 반면에，<예시 2>

는 이러한 절차를 사용하지 않고 화면에 내용이 한꺼번에 나타나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

었다 <예시 1>의 구성이 <예시 2>의 구성보다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학습자의 주의를

끌 수 있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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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 언어학습 cd-rom

다음은 상엽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cd-rom 자료의 경우를 보자.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교실에서의 수엽용이라기 보다는 프랑스어를 혼자서 학습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 언어의 네 기능，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교사의 도움없이 연습할 수 있

도록 구성되어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듣고 따라하는 연습이나 모델문에 따라 답을 하는

방식이 그 핵심적 절차이다 이들 상업용 프로그램에서 문법이 다뤄진 양상을 보자. La

m깅thode de langues Multimedia Plus와 Prof de Franr;a，is에서 는 문법이 전혀 다뤄지지

않고 단지 듣고 따라하는 연습， 받아쓰기， 몇 가지 유형의 놀이가 그 중심 내용을 이룬다.

7개 주제를 중심으로 따라서 7개의 모율로 구성된 ] e vous ai compris 1의 경우 문법은

먼저 모델문과 지시사항을 들은 후 이어 학습자가 구두로 제시된 문장을 모델문과 같은

형식으로 바꾸거나 첨가시키는→마이크를 가지고 컴퓨터에 대고 말하게 구성되어 있다

일종의 구조연습 형태를 띠거나， 각 모률에서 사용된 특정 문볍사항에 대한 연습으로 아

래 <예시 3>에서처럼 학습자가 마우스로 주어진 단어를 끌어다 적합한 위치에 놓게 되띤

(그림 1 2， 13) 컴퓨터에서 그 문장을 읽어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시 3> Je ValiS ai compris 1

=;,

(그림 10)

(그림 13)

(그림 11)

=수

(그림 12)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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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프로그램으로는 Parle-moi encore (Niveau-2 moyen)와

French your way를 들 수 있다. Parle-moi encore는 Grammaire et glossaire라는 항목하

에 아주 간략하게 요약된 문법을 제시하고 있다«예시 4».

〈예시 4> Parle•moi encore (Niveau-2 moyen)

La pla야 des pronoms personnel s ‘ Passecomposeavec'’avoil' '' 했→

compliments ‘ COD !W ant Ic verbe

(그림 15)

Coroparatifd‘cgalite

"descclldre ’1

Conjuga!son du verbe

DifTerentcs manieres de poser
unequestion

Lcs art iclcs pllrt i‘if!‘
Lc futur proche

Les pronoms possessifs

Q $r;Z燮erne제:때rj
(그림14)

La difference entre ‘’ ne... plus"et

"plu‘ ”

프랑스어를 배우는 영어학습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French your way의 경우，<예시5>

에서 보듯이 문볍 항목은 동사활용(Verb Conjugaison Guide), 언어설명 (Language Notes) ,

문볍요약(Grammar Summary)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6) . 동사활용 부분은 각 동사

의 형태론적인 특정이 표시되어 있고(그림 17)， 각 동사의 활용표에서는 인칭에 따른 변화

가 완전한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다(그림 18) . 언어설명 부분(그림 19-20)과 문볍요약 부분

(그림21-22)에는 문법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예시 5> French your way

(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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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활용표

(그림 17)

언어설병

(그림 18)

(그림 19)

- 문법요약

(그림 20)

(그림 21) (그림 22)

(3) 요약

지금까지 살펴 본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프랑스어 교육 프로그램들에서 문법과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우선 이 프로그램들에서 문법 부분은 그것이 프로

그램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멀티미디어와는 가장 동떨어진 방식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멀티미디어의 여러 속성 중 문서간 연결기능 만이 이용되거나

(French your way의 경우)， 문볍서에서도 한 문볍 항목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요약하는

페이지를 그대로 화변에 옮겨 놓은 듯 하거나(Parle-moi encore의 경우)5) ， 문볍적인 설

5) 문법 목록에서 마우스로 클릭하여 문법사항이 게시될 때 그 항목과 관련된 예문을 말하는 목소리가 배

경 음악과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관련 페이지를 그낭 제시하면 너무 무미건조할까 하는 생각에서 넣

은 심심풀이 정도 역할 밖에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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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다는 간단한 문법 연습을 하는 정도(je vous ai compris 1의 경우)이다. 이는 대부분

의 언어학습 프로그램들이 문법보다는 주제별로 이루어지는 대화를 중심으로 주로 네 가

지 언어기능을 발달시키려는 의사소통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으로는 화면에 게시되는 내용에 사용된 글꼴 크기와 모양이 일률적으로 되어있어 학습자

가 어떤 것이 그 문법사항에서 핵심을 이루는지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적어도 설명 부

분， 예문， 예문에서 문법 핵심 사항을 재현하는 주요 표현은 글꼴 모양 혹은 색을 달리하

거나 글꼴 크기를 달리하여 학습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 본 바 있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문법 제시(그림 1 -6)가 시각적으로

훨씬 효과가 크고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각 행이 한 줄씩 차례로 음향효과

와 함께 도입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핵심어는 다른 색깔을 띠고 독립적으로 화면에 도입

되는 등 학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한 노력이 보인다.

2. 멀티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제안

우리는 본 연구를 시작하면서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육에서 명시적 문법 절

차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법을 제시함에 있어 무미건조한 문법 시간이

되지 않고 항상 학습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기억에 오래 남는 프랑스어 문법 교수/학습

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멀티미디어 활용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

펴 본 상용 프로그램들이나 교사의 멀티미디어화 작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요구，

즉 멀티미디어의 속성이 최대한 반영되며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고 지속시킬 수 있는 문법

시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점이 많음을 느낀다. 그러면 어떻게 문법을 재현할

것인가?

문법 교육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 명시적 문법 절차에 의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

다고 수업시간에 제시되는 문법이 교사의 설명에만 의존하거나 설명의 단순한 문자화를

통한 재현은 전통적인 방식의 문법 수업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앞서 파워포인트에 의해 제작된 것과 같은 방식의 문법제시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예를

들어， 한 과를 마치며 그 과의 문법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할 때)， 근본적으로 펼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문법 설명을 처음 제시할 때부터 그 어떤 방식으로 시각화하여 학습자들의

시각을 통한 기억력에 직접 호소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여기서

시각화란 단순하게 고정된 그림을 통해 재현하는 시각화가 아니라 동영상화된 시각화이

다. 시각적으로 인지한 것은 들은 것보다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 화면

에서는 움직이는 gif 형식의 파일로 동영상처럼 재현될 다음 그림은 명사에 따른 관사의

일치를 시각적으로 재현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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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와 정관사의 일치

... •_ ... ---‘------
-“........낚-i「zllm

• ';r=-chien

짧 cafe

leila

동영상 작동 단추→

〈설명〉 단추를 누르면 폭탄이 음향효과를 동반하여，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고

끝에서 폭발하며 명사에 맞는 정관사로 바뀐다‘

이것은 문법적인 일치에 대한 가장 기초 단계에서의 설명으로 제시될 수 있는 간단한

예이다. 프랑스어를 배우는 고등학교 학습자의 지적인 수준을 고려할 때 위 예는 다소 유

치해 보일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지루하게 말과 칠판에 쓰여지는 글로만 이루어지는 수

업보다는 학생들의 주의를 끌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는 훨씬 나을 것이다. 물론 움직이는

그림을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효과를 주며 보다 멋있게 구성해야 하

고， 화변의 내용 또한 구상자가 좀더 숙고하여 지적인 놀이의 양상을 띠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아래 예시는 프랑스어 정관사와 지시한정사의 용법상의 차이에

관한 Kleiber(l986)의 논의 중 하나를 그림으로 재현한 것으로 정관사와 지시한정사가 동

일한 언어외적인 발화상황에서 사용될 때(아래 (a)와 Cb)) 각각에 결부된 의미상의 차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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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ttention a la voiture!

(b) Attention a ~맞탠 voiture!

ι/

Attention a la voiture!

그림

<결과>

\i

Attention a cette voiture!

Kleiber에 의하면， 정관사는 발화상황 속에 있는 지시대상의 단일성을 전제로 하므로 듣

는 사람으로 하여금 발화상황을 돌아보게 하지 않음에 반해， 이러한 속성을 갖지 않은 지

시한정사는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을 발화상황 속에서 확인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가 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에게 위힘을 알리기 위해 (a)와

같이 말한다면 듣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달려오는 차가 있음을 직감하고 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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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지 않고 얼른 피할 것임에 반해， (b)와 같이 말한다면 듣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어

떤 차가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주위를 돌아보게 되고， 그 결과는 그림에서와

같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정관사와 지시한정사의 근본적인 차이를 움직이는 그림을 통해 재현한다면，

우선 무엇보다도 학습자에게는 재미있는 일이고， 그 다음으로는， 학습자가 보다 쉽게 정관

사와 지시한정사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시각적으로， 총괄직으로 상황이 파악

됨으로써 학습자들의 기역에 오래 념을 수 있어， 후에 그 어떤 문맥에서 정관사와 지시한

정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이 그림뜰에 대한 기억을 통해 문맥에 보다 적합한 형태

를 선택하는데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두 예는 전통적인 문볍 설명 양식을 일련의 이미지와 소리로 대체함으

로써 문법적 규칙이 학습자의 시청각을 통해 기억에 직접 전달→기록되도록 하려는 의도에

서 만들어진 예이다. 시청각화된 문법설명은 말이나 글로 이루어지는 설명보다 학습자의

주의를 끌수 있고， 학습 효과 또한 지속적일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외국어교육을 비롯하여 교육 전반에 걸쳐 멀티마디어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외국어교육의 문제론의 하나인 문법교육이 나아

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문법적 설명의 멀티미디어화를 통해 학습자의 장기적

기역에 직접 호소함으로써 문법의 학습을 보다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 우리의 문볍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다， 이는 새로운 시도로서 문법교육 개념 자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다. 본고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위한 첫 걸음으로서， 별티마디어의 아주 간단한 활

용 예를 통해 그 가능성만을 제시하는데 그쳤지만 현재 우리의 주변에는 보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문법교육자료를 제작할 수 있게 해 주는 전문적인 도구들이 많이 있다. 이 때

숙고해야 할 문제는 프량스어 문볍을 구성하는 각각의 규칙들을 어떻게 흥미로우면서 최

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멸티미디어화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

인 연구와 현장에서의 적용실험을 거쳐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학습자틀의 학습 의욕

을 살리고，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멀티미디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려 가지 속성P 로 인해 프랑스어교육에서， 그리고 문볍교육에서 새로운 방향 모색의 수

단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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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프랑스어 학습 CD-ROM

French Your Way, Syracuse Language Systems, 1995.

Ie vous ai compris 1, Neuro Concept 1997.

La methode de l，α19ue， multimedia Plus!, Syracuse Language Systems, 1995.

Parle-moi encore, Niveau 2-moyen Aur머。g， 1998.

Prof de Fnα19Qis， Micro Applicatio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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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nseignement de la Grammaire par Ie Multimedia

SHIM, Bong-sup'

C'est un fait bien connu que 1’enseignement/apprentissage des langues etrangeres

par des regles grammaticales ne peut pas arriver a mettre les apprenants en

possession de la competence de communication. Malgre ce constat apparent, la

grammaire a、Tait une certaine place a 1’epoque des m강thodologies modemes et

aujourd’hui son imperatif est evident pour certains didacticiens puisqu’elle peut

rassurer les apprenants par son systematicite productive et constituer un certain

raccourci dans 1 ’enseignemenνapprentissage des langues etrangere.

En me ralliant a cette idee, j’insiste sur la necessite de 1’enseigement de la

grammmre 엎며일밸 en classe de fran<;ais au lycee compte tenu des conditions

defavorables d'enseignement/apprentissage OU celui-ci se trouve depuis longtemps. La

grammaire explicite ne signifie pas cependant Ie retour a la methode traditionnelle. ]e

propose qu' elle soit precedee de la visualisation par multimedia des regles

grammaticales, telle que je I’ai illustree en section N -2 par deux exemples.

]e crois que, si I’enseignement de la grammaire est imperatif dans 1’enseignement du

fr없l<;aiS， sa representation par Ie multimedia, dont la premiere proprietξ est son

interactivite, pourrait sortir nos lyceens de 1’ennui et 1’insipidite de 1’explication

grammaticale monontone de 1’enseignant et animer la classe de franr,;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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